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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네트워크와 무선랜 사이 계층적 핸드오프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알고리즘
Network Interface Selection Algorithm on Vertical
Handoff between 3G Networks and WLANs
요약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의 통합은 서로 간의 보완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계나 산업계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주제는 최근 떠오르는 이슈로서 끊김 없는 계층적 핸드오프 지원은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강결합 시스
템에서의 계층적 핸드오프에서 단말의 에너지 소모를 고려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저자들이 제안하는 Wise Interface SElection (WISE)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와 이동 단말의 협력 하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에너지 특성과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 그리고 송수신하는 데이터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 단말
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적절한 네트워크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
다. 제안된 계층적 핸드오프 알고리즘은 에너지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다운링크와 업링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무선랜 인터페
이스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제안된 WISE 알고리즘이 확연히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
여 이동 단말의 동작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의 실험을 통해 증명한다. 또한
TCP 트래픽의 경우 WISE 알고리즘의 비대칭적인 링크의 사용으로 부가적인 처리율 향상을
얻을 수 있다.

키워드 - 인터페이스 선택, 계층적 핸드오프, 에너지 효율성, 단방향 동작

Abstract
The integration of 3G networks and WLANs as complementary has been begun to attract much
attention in industry as well as academia. This topic is becoming a burning issue, and one of the
key questions which it raises is how to support a seamless vertical handoff. This paper
introduces a new network interface selection algorithm for energy-efficient vertical handoff in
tightly coupled systems capable of supporting seamless handoff. Our proposed scheme, Wise
Interface Selection (WISE) switches the active network interface,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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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interface cards and the current level of data traffic, with the
cooperation of the mobile terminals and network. Network interface switching operates
independently on both the downlink and the uplink for the purpose of energy conservation. We
show through simulation that less energy is consumed with WISE than when only a 3G network
or WLAN interface is used, resulting in a longer lifetime for the mobile terminals. In the case of
TCP connections, additional throughput gain can also be obtained.

Keyword – Interface Selection, Vertical Handoff, Energy Efficiency, One-way Operation.

1. 서론
최신 네트워킹 경향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이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든 항상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네트워크 패러다임
의 변화에 따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엑세스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인 KT는 호텔, 카페, 지하철 역 등의 공공
장소에서 “NESPOT”[1]이라는 고속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곧 삼성 전자와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에서는 HPi (High—Speed Portable Internet) 기술이 구현된 이동 단
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이런 서비스는 CDMA2000 망이나 WiFi (802.11b)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HPi 기술 역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 단말 역시 이런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는 기능과 함께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능을 장착하는 등 점차 지능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엑세스 네트워크
간의 통합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 기술 중에서도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간의 통합은
학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3G 네트워크는 높은 이동성을 지원하
면서 넓은 범위의 지역을 포함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3G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CDMA2000 1X EV-DO의 경우 대략 2(Mbps) 정도로 여러 사용자가 큰 용량의 파일을 다운받는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받기에는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3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통신은 아직까지는 매우 고가이다. 반면, 무선랜은 높은 대역폭을 지원한다. 무선
랜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표준에 따르면 IEEE 802.11과 HiperLAN은 채널 상태에 따라 최고
54(Mbps)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현재 표준화 작업에 있는 802.11n의 경우 최고
10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무선랜은 이
동성이 작은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 가능 지역의 범위
가 30(m)에서 300(m)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무선랜과 3G 네트워크는 기존의 이동 통신 네트워크에 비해서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
원한다. 그러나 3G 네트워크는 음성 트래픽에 적합한 무선 환경을 제공하며 높은 이동성 지
원과 서비스 지역이 넓고, 반면 무선랜의 경우 데이터 트래픽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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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성을 지원하며 서비스 지역도 좁은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두
네트워크의 서로 상반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은 경쟁 관계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3G Partnership Project (3GPP)와 3GPP2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학계에서도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통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중이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양 네트워
크의 통합 구조를 (i) 약결합 시스템 또는 (ii) 강결합 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경
우에서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사이의 계층적 핸드오프의 해결
방법이다. 약결합 접근 방식은 핸드오프 지연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망과의 연동을 위
하여 약결합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끊김 없
는 계층적 핸드오프 지원을 위하여 강결합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강결합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의 통합에 관한 전
반적인 이슈와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정의한다.
4장에서는 본 저자들이 제안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계층적 핸드오프를 위한 WISE 알고리즘에
대하여 기술하고, 5장에서 모의 실험을 통하여 WISE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마
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최근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통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2,3,6,8,9,10,11,15]. 기존
의 연구들은 프로토콜 기반 접근 방식, 게이트웨이 기반 접근 방식, 에뮬레이터 기반 접근

방식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프로토콜 기반 접근 방식은 기존에 제안되
어 사용중인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인터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Mobile IP의 이동성
지원을 이용한 방법이 3GPP2에서 연구 중이며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의 확장
버전을 활용하여 이동성을 지원하는 연구도 있었다 [3]. 그 외에도 최근 TCP/UDP를 대체할
차세대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서 주목 받고 있는 SCTP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4-5]. SCTP의 멀티홈잉 특성은 SCTP 세션이 여러 IP 주소
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세션 도중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 경로
(혹은 대체 IP 주소)를 통해 세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특성을 이동성 지원을 위해
적용한 mSCTP (mobile SCTP)와 실제 핸드오프 전략에 관한 연구도 제안되었다 [6-7].

게이트웨이 기반 접근 방식은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객체를 도입하는 접근 방식이다. 참고 논문 [8,9]에서는 게이트
웨이 IOTA (Integration Of Two Access Technologies)라는 새로운 객체를 도입하여 3G 네트
워크와 무선랜을 연결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을 모듈로 나누어 지원한다. 프로토콜 기반 접

근 방식과 게이트웨이 기반 접근 방식을 합쳐서 약결합 접근 방식이라고도 한다. 약결합 방
식에서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은 독립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대등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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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무선랜이 3G 엑세스 망의 하나로 3G 코어 망에 연결되는 구
조를 가진다. 이 구조에서는 무선랜이 3G 네트워크의 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이
나 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하다. 에뮬레이

터 기반 접근 방식은 강결합 접근 방식이라고도 하며, 시그널과 데이터가 모두 3G 코어 네
트워크를 통과하여 전달된다.
[8,9]에서는 3G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와 802.11 무선랜을 결합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간
의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문제, 끊김 없는 연결성 유지,
QoS 보장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계층적
핸드오프에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문제를 언급하고 신호의 세기에 기반한 단순한
스위칭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10]에서는 이동 단말의 계층적 핸드오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Connection
Manager (CM)과 Virtual Connectivity (VC)라는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CM은 3G
네트워크에서 무선랜으로 이동할 때 주변 노드들의 NAV (Network Allocation Vector) 설정
값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태를 알아내어 적절한 동작을 취한다. 또한 신호의 세기를 민감하
게 측정할 수 있는 FFT (Fast Fourier Transform) 개념을 도입하여 무선랜 링크가 끊어지기
전에 적절하고 정확한 시점에 스위치 한다. VC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이동이 어플리케
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1]에 논의된 방법은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서비스 하는 방식이
다. 만약 이동 단말에 2 종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다면 음성 전송은 3G 네트워
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병렬적으로 데이터 전송은 큰 대역폭을 제공하는 무선랜 서비스를
통하여 가능한 오랫동안 받는다. [11]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높은 대역폭의 데이터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문제 정의
일반적으로 무선랜은 3G 네트워크에 비해 값싼 비용으로 높은 대역폭을 제공한다. 따라서
과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동 단말이 가능한 오랫동안 무선랜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이동 단말이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이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 단말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나 트래픽 특성의 고려 없이 항상 무선랜을 사용하여 서비스 받는다. 그러나 동시 사용 가
능 지역에서 무선랜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성능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3G 네트워
크에서 무선랜으로의 스위칭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거나 오히려 처리율을 감소시
킬 수도 있다.
표 1과 표 2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뎀 카드와 무선랜 카드로 CDMA2000 1x EVDO 무선 모뎀 네트워크 카드와 Orinoco IEEE 802.11b 네트워크 카드의 에너지 소비율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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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rinoco IEEE 802.11b 네트워크 카드의 에너지 소모 [10]
동작 모드

송신 모드

수신 모드

휴지 모드

소모 전력

1.3 (W)

900 (mW)

740 (mW)

표 2. CDMA2000 1x EV-DO 무선 모뎀 네트워크 카드의 에너지 소모 [11]
동작 모드

송신 모드

수신 모드

휴지 모드

소모 전력

2.8 (W)

495 (mW)

82 (mW)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3G 네트워크 카드가 무선랜 카드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많은 에
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에는 무선랜 카드가 3G 네트워크 카드에 비
해 2배 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휴지 상태일 경우에는 대략 9배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만약 대부분의 이동 단말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멀티미디어의 다운로드 특성
으로 인해 상당 시간을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사용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비록 전송 모
드에서의 파워 소비가 절대 수치에서는 훨씬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지만, 트래픽 패턴에 따
라 수신 모드에서의 에너지 소모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이동 단말이 송수신할
데이터가 없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휴지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무선랜 카드가
3G 네트워크 카드에 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랜 카드의 전원을 끄고,
대신 3G 네트워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측면과 이동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한 무선랜의 경우, 다른 이동 단말로 향하는 데이터 전송도 PLCP 헤더 부분을 오버히어링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유발된다. 즉,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 3G 네트워
크 카드가 무선랜 카드에 비해 네트워크 부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정한 트래픽에 대
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802.11 기반 무선랜에서 공통 무선 채널(shared wireless channel)에 대한 접근 제어 프로
토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는 경쟁 기반 프로토
콜이다. 단일 무선랜 망에서 이동 단말 수의 증가는 경쟁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전체의 처리율을 감소시킨다. 처리율의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부하에 따른 경쟁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카드가 모두 내장된 형태의 듀얼 모드 이동 단말이
출시되고 있다. 일본의 NTT DoCoMo [14]는 WCDMA와 무선랜을 통하여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
는 프로토타입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의 KT에서
는 CDMA2000 1x EV-DO와 무선랜을 동시에 지원하는 스윙 폰을 판매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기종의 네트워크 엑세스 기술 사이의 핸드오프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3G 네트워크 및 무선랜에 대한 접속 및 관리를 위하여 접속 망을 선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가 요구될 것이고, ABC (Always Best Connected) 개념 [15]의 유비쿼터스 네
트워크에서는 단말의 에너지 소모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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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된 알고리즘
4.1. 네트워크 통합 구조

그림 1.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통합 구조

그림 1은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결합 시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준다. 하나의 BS (Base
Station)와 다수의 AP (Access Point)들이 하나의 도메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도메
인은 RNC (Radio Network Controller)에 의해서 관리되며 여러 RNC들이 다시 MSC (Mobile
Switching Center)에서 관리되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RNC에는 H-RM (HandoffResource Manager)라는 객체가 새롭게 도입되어 핸드오프와 관련한 자원을 관리한다. 강결
합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적어도 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계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H-RM은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도메인 내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사이의
부하를 균형적으로 분배하거나 이동 단말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객체로써 수평적, 계층
적 핸드오프 시에 이동성 관리를 담당한다. 도메인 내 여러 무선랜 AP들은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동 단말은 한 도메인 내에서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사이나 무선랜 AP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무선랜 AP들 사이의 수평적 핸드오프 시에는 끊김 없는 수평적 핸
드오프 지원을 위하여 HMIP (Hierarchical Mobile IP) [16]를 사용하고, 이 때 H-RM은 지역
FA (Local FA), MSC/AR은 게이트웨이 FA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한 도메인 내에서 맨 처음
3G 네트워크를 통하여 할당 받은 CoA (Care-of-Address)를 유지하면서 무선랜 AP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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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동이 가능하다. H-RM은 BS나 AP들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이동 단말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네트워크 과부하 시엔 적절한 이동 단말을 핸드오프 시킨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두
네트워크 사이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런 통합 네트워크 구조에서 GPS 장착 이동 단말의 경우, 현재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무
선랜 가능 지역에 근접했을 경우에만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고 핸드오프 시에 필
요한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해당 무선랜에 미리 제공하여 끊김 없는 핸드오프 지원이 가
능하다. GPS 기능이 없는 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무선랜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사
를 하게 된다.

4.2. WISE
4.2.1. 기본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ise Interface SElection (WISE)은 처리율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 단말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봐
와 같이 이기종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각 전송 상태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양상
을 보인다. 즉,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무선랜 인터페이스에 비해 송신 상태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수신 상태나 휴지 상태에서는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한다. 따라서 WISE
는 네트워크 부하와 에너지 소모 패턴을 고려하여 선택된 인터페이스로 인하여 처리율이 저
하되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킨다. 선택
된 인터페이스가 처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이동 단말과 네트워크 간의 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이 현재 데이터 통신 패턴을 고려하여 가장 적은 에
너지를 소비하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경우, 만약 선택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현재 사용
중인 인터페이스와 다르다면 이동 단말은 H-RM에게 계층적 핸드오프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H-RM은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의 현재 부하 정도를 고려하여 핸드오프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
절할 수 있다. 비록 이동 단말의 입장에서 계층적 핸드오프를 하는 것이 단말의 에너지 소
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지라도 H-RM은 이 요청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가 전
체 네트워크의 처리율이 저하시킬 것이 예상된다면, 핸드오프를 거절할 수 있다. 즉, 과부
하 네트워크로의 핸드오프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H-RM는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양호하게 유
지한다. 이 때 이동 단말은 항상 H-RM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만약 전체 네트워크 상태가
저하된다면 이동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품질 또한 떨어져 궁극적으로 이동 단말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핸드오프 요청이 수락된 경우, H-RM은 이동 단말의 계
층적 핸드오프를 호출한다.
만약 이동 단말이 적은 양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휴지 상태를 유지한
다면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송수신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무선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낮은 대역폭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처리율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데이터 양에 따른 에너지 효율적인 인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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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동 단말로부터 계층적 핸드오프에 대한 요청을 받고 H-RM이 모니
터링 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에너지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고 언제
변경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동 단말의 계층적 핸드오프 요청 시 수락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 BS와 AP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이동 단말과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H-RM에서 제공하고,
H-RM이 핸드오프 결정을 내린다. 이 때 BS와 AP는 각자 자신의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정
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핸드오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현재 사용
가능한 대역폭(bandwidth) 등의 정보가 H-RM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대역폭
이 일정 임계 값을 넘으면 H-RM은 계층적 핸드오프를 지시한다.
· BS나 AP에서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H-RM이 직접 자신이나 MSC를 통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
보를 모니터링 하여 계층적 핸드오프 결정을 내린다. 이 방법은 각 네트워크의 정확한 현
재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BS, AP와 H-RM 사이의 추가적인 메시지 교환 오버헤드가 없다
는 장점이 있다.

모의 실험 구현의 단순성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 경우
MSC를 통해 나가는 트래픽(Down-Stream Traffic)과 이동 단말의 큐를 각각 모니터링 한다.
나가는 트래픽의 경우, MSC와 BS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MSC와 AP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의 현
재 평균 큐 길이와 사용 대역폭 정보를 바탕으로 EWMA 방식으로 계산한다.

평균 큐 길이 = (1-w) ∙ 현재 큐 길이 + w ∙ 평균 큐 길이

그리고 이러한 평균 큐 길이에 대한 정보와 트래픽 모니터링 정보를 이용하여 각 인터페이
스의 비용을 아래 비용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비용 함수 = (1-w) ∙ 사용 대역폭 크기 + w ∙ 평균 큐 길이
+ 핸드오프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버헤드

이렇게 계산된 각 인터페이스의 비용이 일정 임계 값을 넘는 경우 H-RM은 계층적 핸드오프
를 호출한다. 이 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WISE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업링크와 다운링크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이다. 이 때 업링크와 다운링크는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에서 구분되며 H-RM은 각
링크의 부하를 측정하여 가능한 경우 특정 이동 단말에서 해당 링크 상에서의 계층적 핸드
오프를 호출하게 된다. 즉, 전송 계층의 관점에서 이동 단말이 업링크와 다운링크로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이 TCP를 사용하는 FTP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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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큰 멀티미디어 파일을 수신하는 경우, 단말은 다운링크로 대용량의 수신 데이터에
알맞은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업링크로 적은 양의 ACK 전송을 위하여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MAC 계층 아래에서는 정상적인 802.11 DCF를 사용하여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ACK 역시 3G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이 된다.
만약 계층적 핸드오프가 오직 이동 단말의 요청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면 몇 가지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우 많은 이동 단말들이 적은 양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 이동 단말은 모두 3G 네트워크를 선호하게 된다. 이 경우, 동일한 패턴의 이동
단말에 의해 3G 네트워크의 모든 대역폭이 소비된 반면, 동일 지역을 서비스하는 무선랜 망
의 자원은 여전히 충분하다. 또한 적은 데이터 양을 수신하는 추가 이동 단말이 3G 네트워
크를 선택한다면 그 수용 능력을 넘어서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결과는 유사하다. 따라서
양 네트워크 간의 균형적인 부하 관리를 위해, H-RM 자제적으로도 특정 단말에 대하여 계층
적 핸드오프를 지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4.2.2. 계층적 핸드오프 과정

그림 2. WISE 알고리즘의 흐름도

WISE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은 초기화 단계에서 3G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동
단말은 주기적으로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의 동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단말의 평균 큐 길이를 사용하여 미리 정의된 임계 값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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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단말은 계층적 핸드오프를 하기 위해 H-RM으로 WISErequest (type, dest) 메시지
를 보낸다. 여기서 `type’은 업링크 혹은 다운링크를 나타내며 `dest’는 계층적 핸드오프
의 목적지 네트워크로 3G 네트워크나 무선랜이 가능하다.
H-RM은 계층적 핸드오프 요청을 받게 되면, 먼저 목적지 네트워크 요청 링크의 부하를 모
니터링 정보로부터 알아낸다. 이 때 H-RM에서는 관련된 네트워크의 BS나 AP의 큐의 길이와
사용 대역폭의 크기를 측정하여 핸드오프 시 네트워크 부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를 바탕으로 핸드오프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이동 단말에게 WISEreply (type, link) 메시
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type’은 계층적 핸드오프의 수용 여부를 나타내고, `link’는 계
층적 핸드오프의 목적지 네트워크의 해당 링크를 의미한다. 만약 요청이 수락되었다면,
`type’은 `ACCEPT’메시지를 보내고, 반대의 경우 `REJECT’ 메시지를 보낸다. 이동 단말
은 H-RM으로부터 WISEreply 메시지를 받고 요청이 수락되었다면 목적지 네트워크의 `link’
상에서 계층적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동 단말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무선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테스트 하는 것부터 위와 같은 단계를 반복하게 된다.
또한 H-RM은 관할 지역의 BS와 AP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각 네트워크 상태가 양호
한지를 검사한다.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다면 H-RM은 과부하 네트워크 트래픽을 생성하는
이동 단말을 선택하여 해당 링크 상에서 계층적 핸드오프를 명령한다. 이와 같은 단계는 과
부하 상태가 양호하게 바뀔 때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WISE에서 사용되는 WISErequest, WISEreply 메시지는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의 통합 시
H-RM의 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는 메시지 형식이다.

4.2.3. 동작 시나리오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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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G 네트워크와 무선랜 결합 구조에서 이동 단말의 계층적 핸드오프

그림 3은 예제 시나리오 상에서 WISE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보여준다. 이동 단말이 A 지
역에서 3G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하고, 다운로
드를 수행하면서 B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B 지역은 3G 네트워크와 무선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단말의 3G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양이 많다는 것을
H-RM에서 감지하고 WISE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현재의 트래픽 패턴으로는 무선랜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H-RM은 무선랜 상태가 양호한지를 AP 큐 길이
를 측정하여 판단을 내리고 무선랜에 충분한 사용 가능 대역폭이 남아 있다면 H-RM은
WISEreply(ACCEPT, 다운링크) 메시지를 이동 단말에게 보낸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이동 단말
은 다운링크에 대한 계층적 핸드오프 함수를 호출한다. 이 때 계층적 핸드오프가 전송 계층
의 관점에서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계층적 핸드오프 결정과 수행
은 3G 네트워크를 사용하던 다운링크에만 국한된다. 이동 단말은 업링크로 보내는 패킷은
3G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이것은 3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업링크의 경우,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아 트래픽 부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 단말은 다운링크는 무선랜, 업링
크는 3G 네트워크의 비대칭적인 링크를 사용하게 된다.
만약 이동 단말에서 데이터 전송이 종료하여 입력 큐의 길이가 임계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H-RM은 이를 감지하여 해당 이동 단말의 다운링크를 무선랜에서 3G 네트워크로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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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프를 시도한다. 3G 네트워크에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이동 단말에게 WISEreply(ACCEPT, 다운링크) 메시지를 보낸다. 계층적 핸드오프 메시지를
받은 이동 단말은 다운링크에 대하여 계층적 핸드오프를 수행하여 다시 3G 네트워크를 통하
여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그림 4는 예제 시나리오에서 이동 단말의 업링크와 다운링크로
어떤 네트워크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사용 패턴

4.3. 논의
배터리로 동작하는 이동 단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동작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이슈다. WISE는 각 인터페이스의 에너지 소비 비율, 트래픽 패턴, 네트워크 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문제의 이
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단방향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하
여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 할 경우 무선랜을 사용하고, 데이터 양이 적을 경우 3G 네트워
크를 사용하여 전체 네트워크 처리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양방향 TCP 통신의 경우, 양방향 모두 동일하게 무선랜 인터페이스 만을 사용한 결과를
WISE 경우와 결과를 비교해 보면, WISE는 부가적인 처리율 이득을 보인다. 다수의 이동 단
말이 업링크와 다운링크 양방향 모두 무선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자. 모든 이동 단말이 TCP
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면, 전송 계층의 관점에서 볼 때 AP는
다운링크로 데이터 패킷을 보내려고 시도하고, 각 이동 단말은 업링크로 수신 데이터의 ACK
을 보내려고 시도한다. 무선랜의 경우 다운링크와 업링크 전송 매체가 동일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AP와 각 이동 단말들은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전송 지연과 손실
과 같은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예제 시나리오에서 WISE는 각각의 이동
단말이 두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한다. 즉, 대용량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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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운링크는 무선랜을 이용하고, 수신 데이터 패킷에 대한 ACK을 전송하는 업링크는 3G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한다. 즉, AP는 탐색 순서(polling order)에 따라 다운링크의 데이
터 패킷을 전송하고, 이동 단말은 3G 네트워크를 통하여 할당된 시간 슬롯에 업링크 ACK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동작 과정은 AP나 이동 단말들 사이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 따라서 WISE 알고리즘은 이동 단말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경쟁으로 인한 오
버헤드를 줄여 추가적인 처리율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 성능 평가
5.1. 모의 실험 환경

그림 5. 이동 단말의 내부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인 WISE를 NS2에 구현을 하고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5는 본 모의 실험에 사용된 이동 단말의 내부 구조이다. WISE 에이전트는 BS나 AP와 정보
교환을 통하여 계층적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 때 IFQ 제어 모듈은 WISE 에이전트에게 큐
길이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평균 큐 길이를 EWMA 방식으로 계산
하게 된다.
모의 실험의 성능 평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 상에서 이동 단말이 (i) 3G 네트워크 만을
사용하는 경우, (ii) 무선랜 만을 사용하는 경우, (iii) WIS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네트워
크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평균 처리율의 두 가지
성능 평가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에너지 소비 비율은 표 1과 표2
에 제시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각 네트워크 대역폭은 3G 네트워크의 경우 다운링크는 2.4
(Mbps), 업링크는 153.6 (Kbps)를, 무선랜의 경우 11 (Mbps)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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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의 네트워크 구성도

첫 번째 모의 실험 시나리오인 정적 이동 단말의 경우에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총 8개의 노드가 존재하며 4개의 노드는 유선 노드, 나머지 4개의 노드는 이동 단말
이다. FTP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4개의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TCP
의 경우 데이터 패킷의 크기는 1024 바이트의 크기이며 윈도우 크기는 1024 바이트이다. 전
체 실험 시간은 300 (s)이며 FTP 세션은 5번의 활성화 구간에서 20 (s) 동안 주기적으로 데
이터 전송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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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의 네트워크 구성도

두 번째 모의 실험 시나리오인 동적 이동 단말의 경우에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4개의 이동 단말이 A 지역에서 FTP 세션을 시작하여 B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 때 트
래픽 로드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대역폭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TCP의 최대
혼잡 윈도우(congestion window) 크기는 8로 제한하고, A 지역에서는 유선 노드로부터 이동
단말로 4개의 FTP 세션이 발생시키고, B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으로 4개의 FTP 세션을
더 발생시킨다. 이 때 A 지역과 B 지역에서의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트래픽 노드와
이동 단말의 이동성 환경에서 WISE 알고리즘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이동 단
말은 100ms 주기로 브로드캐스트 되는 무선랜의 BEACON 메시지를 통하여 동시 사용 가능 지
역을 판단한다. 다른 모의 실험 환경 조건은 정적 이동 단말의 경우와 동일하다.

5.2. 실험 결과
5.2.1. 정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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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운로드 트래픽

(b) 업로드 트래픽

그림 8. 평균 잔여 에너지

(a) 다운로드 트래픽

(b) 업로드 트래픽

그림 9. 평균 파워 소모율

(a) 다운로드 트래픽

(b) 업로드 트래픽

그림 10. 평균 처리율

그림 8, 9, 10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한 이동 단말의 평균 잔여 에너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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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율, 처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동 단말은 1000 (J)의 초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 모
의 실험 수행 시간 중 대략 33 (%) 시간 동안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된다. 모의 실
험의 결과에서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Cellular, 무선랜 인터페이스
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WLAN, 그리고 WISE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를 Dynamic으로 표기한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하여 평균 잔여 에너지량, 에너지 소모율, 처리율은 서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림 8은 다운로드와 업로드 트래픽에 대한 이동 단말의 평균 잔
여 에너지 그래프로 Cellular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WLAN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모의 실험 시나리오 상에서 이동 단말이 대략 67 (%)의 시
간을 휴지 상태에 머무르고, 휴지 상태에서 Cellular가 WLAN에 비해 더 에너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Cellular의 경우 낮은 대역폭으로 인하여 전송하는 데이터 양이 적어지는
반면, WLAN은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TCP의 특성 상 충분한 대역폭을 이용하여 송
수신 데이터 양이 많아 이에 따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Dynamic의 경우에는 송수신 구
간에서는 평균 잔여 에너지 감소 기울기가 WLAN과 유사하고, 휴지 상태 구간에서는
Cellular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그림 8.a의 경우, 송수신 구간에서 대용량의 데이
터를 수신할 때는 다운링크로 무선랜을 사용하고, 수신 데이터의 ACK은 3G 네트워크를 이용
하기 때문이다. 휴지 상태 구간에서 WISE는 무선랜 인터페이스는 끄고, 3G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Cellular와 유사한 감소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림 9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하여 기준 시간당 에너지 감소율(파워) 그래프이
다. WISE는 이동 단말이 송수신 하는 데이터 양과 네트워크 부하 등을 고려하여 단방향 계
층적 핸드오프를 지원하기 때문에 비대칭적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9.a를
보면 활성화 구간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모두 사용하는 Dynamic이 WLAN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리율 측면에서 볼 때 전송 패킷
당 전체 에너지 소비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Cellular는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처
리율 역시 가장 낮다.
그림 10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하여 이동 단말의 평균 처리율을 보여준다.
Cellular는 대역폭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장 적은 처리율을 보인다. 그림 10.a에서 Dynamic
은 다운로드 트래픽의 다운링크에 대하여 무선랜을 사용하여 Cellular보다 높은 처리율을
얻었다. 또한 Dynamic이 WLAN보다도 처리율 측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AP나 각각의 이동 단말 간의 패킷을 전송하려는 경쟁에 따른 오
버헤드를 줄여서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결과이다. 그림 10.a와 10.b에서 WLAN과 Dynamic
사이에 처리율 차이가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활성화 구간 동안 다운로드 트래픽에 대한
WLAN과 Dynamic 간의 차이가 업로드 트래픽의 차이보다 크다. 이는 이동 단말이 업로드 트
래픽의 업링크에 대하여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높은 대역
폭을 제공하지만, 각 단말이 전송 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결과
적으로 약간의 처리율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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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동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

(a) 평균 잔여 에너지

(b) 평균 파워 소모율

(c) 평균 처리율

그림 11. 동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 실험 결과

그림 11은 이동 단말이 두 개의 도메인 사이를 이동할 경우의 성능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A 지역에서는 4개의 FTP 세션이 존재하지만 B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
개의 FTP 세션이 발생하고 각 단말에 대한 네트워크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적
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 단말은 자신의 큐의 상태로 H-RM에 특정 링크의 계층적 핸드오
프 요청을 하게 되고, H-RM은 수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 상에서
이동 단말이 A 지역에서 3G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을 하다가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무선랜
이 사용 가능한 지역(AP1)으로 도달한다. 계속 이동함에 따라 무선랜 사용 가능 지역을 벗
어나게 되고, 서로 다른 도메인의 3G 네트워크 상에서 수평적 핸드오프가 일어나게 된다.
잠시 후 또 다른 무선랜 사용 가능 지역(AP2)으로 도달했다가 벗어나게 된다.
그림 11.a는 이동 단말의 평균 잔여 에너지 그래프로 WLAN의 경우 무선랜이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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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무조건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곳의 무선랜 사용 지역에서 모
두 무선랜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평균 잔여 에너지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
나 Cellular는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 잔여 에너지의 감소
경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Dynamic의 경우, 첫 번째 무선랜 사용 가능 지역에서는 다운로
드 트래픽의 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3G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서비스 받다가 두 번째
무선랜 사용 가능 지역에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FTP 세션으로 인하여 다운로드 트래픽의 부
하가 커지게 된다. 이 때는 다운링크로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충분한 대역폭을 획
득하고 있다.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 역시 두 번째 무선랜 가능 지역에서만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b는 이동 단말의 평균 파워 소모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무선랜 인터페이스를 사용
하는 구간에서는 시간 당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Dynamic의
경우 두 번째 무선랜 가능 지역에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활성화하여 비대칭적인 링
크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무선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림 11.c는 이동 단말의 평균 처리율을 보여준다. 첫 번째 무선랜 사용 가능 지역에서 무
선랜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무선랜으로 변경하여 약간의 추가적인 처리율의
이득을 얻고 있고 나머지 두 경우는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만을 사용하여 충분한 처리율
을 유지하고 있다. Dynamic은 현재 트래픽의 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3G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판단한다. 이동 단말이 B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트래픽의 부하가 증
가된다. 이 경우, Dynamic은 다운로드 트래픽의 다운링크를 무선랜 인터페이스로 변경하여
낮은 대역폭으로 인한 처리율의 감소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정적 이동 단말 시나리오에서
와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인 링크의 사용으로 AP나 이동 단말 사이의 경쟁을 완화시켜 추가적
인 처리율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의 실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ISE 알고리즘은 트래픽 부하가 크
지 않은 상황에서는 에너지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트래픽 부하가 큰 상황에서는 처
리율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에너지 소모량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처
리율까지도 고려하여 에너지 소모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WISE를 제시하였다. WISE는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를 분산하고 계층적 핸드오프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H-RM을 이용한다. H-RM은 낮은 대역폭 때문에 처리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 계층적 핸드오프를 수행한다. 이런 계층적 핸
드오프 수행 과정은 다운링크와 업링크, 각 링크에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이런 단방향 동작
은 무선랜 다운링크와 업링크 사이의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처리율에
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모의 실험 결과는 다양한 환경에서 에너지 소모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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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율이 동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WISE를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 이기종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빠른 네트워크 발견 기법을 연구 중에 있다. 사용 가능
한 네트워크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접속 기술들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실제 구현을 위하여 테스트 베드를 구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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